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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3월 1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선샤인선샤인선샤인선샤인 주간을주간을주간을주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OPEN NY 강조강조강조강조 

 

Open NY 투명성투명성투명성투명성 캠페인에캠페인에캠페인에캠페인에 대한대한대한대한 1년년년년 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 발행발행발행발행 

 

Data.NY.Gov에서에서에서에서 오픈오픈오픈오픈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온라인에온라인에온라인에온라인에 뉴요커들의뉴요커들의뉴요커들의뉴요커들의 참여참여참여참여 장려장려장려장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민들의 정부 개입 증대를 목표로 한 캠페인인 Open NY에 대한 1년 

보고서를 발행하여 선샤인 주간을 지키면서 뉴요커들이 주정부의 종합 데이터 투명성 웹사이트인 

Data.NY.Gov를 방문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의 업적을 검토하고 미래를 위한 무대를 

설정하는 Open NY 1년 보고서는 Data.NY.Gov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Open NY은 인위적 장벽을 허물고 기술을 사용하여 전례 없는 양의 정보를 뉴요커들의 손가락 

끝에 놓았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주정부 일에 대한 이 편리하고 쉽게 비교 

가능한 접근은 우리가 정부를 더욱 접근 가능하고, 더욱 현대적이며,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 일을 증거합니다.” 

 

Open NY: 디지털디지털디지털디지털 시대에서의시대에서의시대에서의시대에서의 투명성투명성투명성투명성 

 

Open NY 캠페인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주민들의 집합적 천재성을 활용하여 투명성을 증대하고 

정부 수행을 개선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증대하는 것입니다. 주지사는 작년 3월에 정부가 긍정적 

공개를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디지털 시대에 변하였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 95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뉴욕주 기관들이 발표할 데이터를 온라인의 열린 형식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나열할 것을 처음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열린 데이터를 제공하고 조직하며 검색 

가능하게 만드는 웹사이트를 주정부가 만들어 유지할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그 웹사이트 

Data.NY.Gov에는 출범시 30여 주 기관 및 청들의 200여 데이터세트, 지도 및 차트를 포함하여 다른 

어느 주정부 데이터 사이트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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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Y.Gov: 괄목할괄목할괄목할괄목할 만한만한만한만한 성장의성장의성장의성장의 한한한한 해해해해 

 

열린 정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국적 캠페인인 선샤인 주간에 Data.NY.Gov는 그 

1주년을 맞습니다. 그 출범 이래 이 웹사이트 상의 데이터 카탈로그 항목의 수는 2배 이상이 되고 

사이트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주 기관들의 수는 45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135개국 및 50개 주 

모두의 개인들이 지역 및 연방 정부 데이터가 현재 제공되어 검색 가능한 이 사이트에 

액세스하였습니다. 또한 약 5000만건의 기록이 현재 이 사이트에 발표되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세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의 낚시터, 뉴욕주 환경보존부를위해 일하는 생물학자들이 판단한 낚시의 질과 

일반인의 접근성에 근거하여 뉴욕주에서 낚시하기 가장 좋은 강, 개울, 호수, 및 연못의 

위치를 안내; 

·겨울철 농민시장, 농민시장의 운영 시간 및 위치에 대한 상세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 

관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포함된 116건의 목록으로 뉴욕주에서 항상 최고 인기입니다; 

·포도주, 맥주 양조장, 과실주, 증류주 양조장, 면허 타입 및 위치별로 검색 가능합니다; 

·역사적 장소 등록부, 공원휴양지유적보존실이 유지하고 있는 5,600여 역사적 및 고고학적 

자원을 소개; 

·ReCharge NY 대상 기업들, 기업이 유지 또는 창출하기로 약속한 일자리 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저가 전력을 제공하는 이 뉴욕전력청 프로그램의 조건 포함; 

·2014-2015 회계연도 예산 데이터, 행정 예산 계획에 대한 내부자의 시각; 

·문자전송 구역 위치, New York State Thruway와 주 하이웨이에서 주차하여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갓길 구역; 

·규제되는 보육 프로그램, 학령기 아동 수용 능력별로 필터링할 수 있는 지도 포함; 

·병원 감염병, 2008년 이래 집중치료실에서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 결장, 고관절 

대치/교정, 관상동맥우회술 후의 수술 부위 감염 및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 감염 포함;  

·뉴욕주 모기지국(SONYMA) 융자 구입, 2004년 1월 이래, 융자 타입, 융자일, 카운티 및 

부동산 타입별로 검색 가능; 

·식품 서비스 업소 검열, 시설, 시 및 카운티별로 필터링되는 위반 표시; 

·뉴욕주 상위 아기 이름, 2007년 이래, 년도, 성별 및 수 별로 필터링.  

열린열린열린열린 협업협업협업협업: 주민주민주민주민 참여참여참여참여 장려장려장려장려 

 

정보기술서비스실(ITS)은 열린 협업 및 대중의 주정부 참여라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Data.NY.Gov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금주에 이 실은 뉴욕주의 지역 마다 지리 기반 관광, 레크레이션, 

숙박 및 식사 옵션을 제공하는 I Love NY 스마트폰 앱 같은 성공적 모바일 앱의 개발을 돕기 위한 

코드 샘플을 포함한 가이던스 자료 라이브러리인 새로운 개발자 자원을 소개할 것입니다. 더욱이, 

뉴욕주는 임시 개방형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연구 목적 및 앱 개발을 위한 데이터의 용이한 

이용과 접근을 허용하는 GitHub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모으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입수할 수 있는 열린 데이터 핸드북은 Data.NY.Gov에 참여하는 정부 주체들에게 발표 

가능한 데이터를 식별, 검토 및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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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NY을 그 다음 레벨로 끌어올릴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ITS는 University at Albany, SUNY의 

정부기술센터(CTG)와 제휴하여 3월 18일에 Shaping Open NY: Visioning a New Transparency Hub라는 

협업적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주정부는 이 워크숍에서 모은 최선의 전략들을 구현하는 새 허브를 

가까운 장래에 출범시킬 것입니다. 

 

투명성투명성투명성투명성 및및및및 기술의기술의기술의기술의 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 

 

ITS의 Open NY 팀에는 다음과 같은 투명성 및 기술의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디렉터 

Andrew Nicklin과 어드바이저들로서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의 James Hendler 박사 및 

University at Albany내 CTG의 Theresa Pardo 박사. 이 팀은 기술 부장관 Rachel Haot을 통해 행정실과 

조율합니다. Haot씨는 웹, 모바일, 소셜 미디어 전반에서 서비스 간소화와 시민들의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뉴욕주의 디지털 전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투명성투명성투명성투명성 기록기록기록기록 

 

Open NY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기술을 통해 정부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토대로 

합니다. 그 예는 뉴요커들이 주지사의 과거 스케줄과 주정부의 회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주지사의 

행사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타운홀” 역할을 하는 CitizenConnects 웹사이트의 

창설입니다. Tappan Zee 브리지 웹사이트는 최근 건설 정보와 함께 모든 이전 프로젝트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TheNewNY.com 웹사이트는 뉴욕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협의회 웹사이트는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술의 이러한 새로운 이용은 뉴요커들에게 정부 문을 개방하기 위해 Cuomo 지사가 취한 조치를 

토대로 하며, 그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지사직에서 그의 첫 번째 조치로서 주정부 

청사 2층을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개방; 시정 방침 연설에 참석하도록 처음으로 일반인을 

초대; 주의 모든 지역에서의 공개 포럼을 통해 뉴요커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지사의 

각료들과 대리인들을 주 전역에 파견. 그외에도 주지사는 2011년에 의회와 함께 

공공윤리합동위원회를 창설하고 공무원에 대한 공개 요건을 증대한 윤리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열린정부위원회 의장 Robert J. Free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뉴요커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보자유법에 의거한 요청을 통해 정보를 당겨내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보다 일반인에게 정보를 밀어내어 주는 것은 대중을 위해 장기적 혜택을 창출할 긍정적 

조치입니다.” 

 

Citizen’s Union 총재 Dick Dad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열린 데이터를 위한 주지사의 지속적 

노력은 찬사를 받을만 하며 Citizens Union은 그의 행정부가 기술을 이용하여 주정부를 개방하는 



Korean 

일에 협력하여 기쁩니다. 열린 데이터 포털은 정부 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주 기관들이 내부 운영을 개선하고 일반인들과 더욱 생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Open Data Institute의 원장으로서 2011년에 Obama 대통령에 의해 “변화의 챔피언”으로 

지명되었고 2012년 7월 Sunlight Foundation에 의해 “OpenGov 챔피언”으로 지명된 Waldo Jaquit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작년에 열린 데이터에 놀랍도록 집중하여 뉴욕주가 미국의 

기타 주를 위한 즉석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폭과 깊이로 그것은 뉴요커들 그리고 

사실 미국인들을 위한 놀라운 자원이 됩니다.” 

 

Sunlight Foundation의 국가정책 담당 매니저인 Emily Shaw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금년에 데이터 개방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뉴욕주의 지속적인 열린 데이터 개혁은 

뉴요커들의 공공 정보가 온라인으로 그들에게 전향적으로 제공되는 주의 업적에 대한 강력한 

집념을 나타냅니다.” 

 

Data.gov를 위한 전도사인 Jeanne Holm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열린 데이터 작업은 

진정 인상적이며 전국의 다른 주 및 시 정부들을 위해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아래 Open NY 팀은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으로부터 의료 시설 및 일자리까지의 

데이터세트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민과 그들의 정부 사이 협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Github의 정부 전도사인 Ben Bal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픈 데이터 핸드북을 기초할 때 

GitHub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협력한 것은 뉴욕주 정부내 혁신적 사고의 훌륭한 

예입니다. 기술로 인해 우리가 주민과 21세기 정부 사이의 관계를 재구상할 수 있는 데 Open NY은 

그 선두에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